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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조선해양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적

용한 방식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얻은 결과로 다음 세대 

사업으로 적용하기 위해 분주하다. 특히 선박과 관련된 디지

털화 및 IoT기술을 접목한 기술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과

거에는 상상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

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인더스

트리 4.0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기존의 패러다임

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의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선 

해양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칙에 따라서 생산 공정 및 최

종 납품 선박의 사양 등이 변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Cyber Physical System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스마트 센서, 소프트웨어 및 액추에

이터로 모니터링, 제어 및 최적화 기능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관리를 벗어난 

형태이다. 즉,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 

이하 CPS)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

와의 융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CPS는 현실 세

계의 다수 센서, 액츄에이터, 제어기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

하여 복합시스템(System of Systems)을 구성하고 현실 물리 

세계 정보를 취득, 변환, 계산, 분석하여 그 결과를 액츄에이

터 시스템을 통하여 현실 물리 세계에 적용한다. CPS는 기능

적으로는 연산(Computation), 통신(Communication), 제어

(Control)가 융합된 복합 시스템으로 실시간성, 지능화, 적응

성 및 예측성, 연결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CPS는 현실 

물리 세계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

를 통해 환경 인지 기능을 수행한다. 사이버 세계에서는 센서

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현실 물리 세계를 재현 및 표현하는 고

도화된 시스템 모델들을 기반으로 현실 물리 세계를 인지, 분

석, 예측하며, 그 결과로 생성된 제어정보는 현실 물리 시스템

의 액츄에이터 입력에 적용되어 현실 물리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이에 따라 현실 물리 시스템의 

상태가 변화하고 변화된 현실 세계의 센서 정보가 재수집되는 

전체 폐루프가 형성된다. 이런 사이클이 주기적혹은 비주기적

으로 반복되면서 현실 데이터의 수집과 이를 통한 물리 시스

템의 제어라는 바퀴가 맞물려 돌아간다. 이로 인해 물리 세계

를 구성하는 환경요소 및 물리 개체들과 사이버 세계는 안정

성을 유지하면서 진화하는 CPS생태계(ecosystem)를 이룬다

고 할 수 있다. CPS는 사물들의 연결 이후 수집된 정보를 사

이버 세계에서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현실의 움직임을 제어하

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특집기사에서는 현실 물리세

계의 데이터를 수학적인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스마르 계류삭

에 대한 센싱 기술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진행한 사례에 대

해서 설명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CPS 관점에서 계류삭 

시스템은 많은 부분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박

용 계류삭 시스템은 선박이 출항에서 부두에 정박 및 계류 시 

파도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Pay out/Heave in, Auto Tension, Braking. Auto- 

Tension의 경우는 로프의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기 Pay out / 

Heave in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로프의 장력

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로드셀을 사용하여 하중을 측정한

다. 여기서, 측정된 현실 물리 세계의 하중 데이터 시간 흐름

에 따라 상태가 변화한다. 이를 이용한 사이버 시스템은 논리

의 흐름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연산 결과가 변화하며 이를 위

해서는 가변적인 연산 시간이 필요한다. 이와 같이 두 시스템

의 상태 변화는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기 때문에 두 시스템 간

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핑 및 동기화가 

필요하다. 사이버 시스템의 연산 결과에 따라 물리 시스템의 

상황이 변화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

즘으로 상황이 변화하는 것인지 그 상호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는 먼저 물리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이른바 모델링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의 하중 측정 방식 즉, 현실 물리 시스

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극복하기 위한 CPS 방식의 접근을 

통해 데이터 관리 기술과 컴퓨팅 기술을 사용하여 미래 시장

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재료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로프해석에 적

용하는 형태이나, 실제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해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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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며, 이론적인 해석과 실제 

적용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무어링 로프는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놓은 단순한 구조로 판단하기 쉬우나 로프 

구성재료의 특성, 꼬임의 종류 및 정도의 변화로 계류삭은 물

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계류삭은 제조방식에 따라 원사-합사

-스트랜드-로프의 순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 꼬임의 종류

와 정도의 차이로 최종 로프의 강도 및 마모저항성에 큰 영향

을 주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값을 모델링하고, CPS의 거대

한 잠재력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 분석, 제어 현실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섬유 로프를 계

류선으로 사용할 경우, 체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단원인과 

섬유로프의 비선형 강성에 변화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다. 섬

유로프의 파단현상은 섬유로프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큰 원인은 피로 손상이며, 섬유로프의 재질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Polyester 로프는 인장 피로손상, HMPE 로

프는 크리프 현상 그리고 Aramid 로프는 압축 피로손상이 주

된 파단의 원인이며 이에 따라 계류삭의 설계 수명이 결정된

다. 그 중에서 크리프 현상은 온도, 시간, 하중에 의해 섬유로

프의 길이가 영구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으로 모든 섬유형 계류

삭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섬유 계류삭의 종류에 따라 발생 양

상과 그 정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

을 사이버 세계로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센서가 하게 된다. 

결국에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 물리 세계를 사람이 어떻게 제

어하고 상호 작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모델링 작업을 

시작으로, 사이버 세계에서는 현실 물리 시스템과의 복잡한 

상호작용 및 의존관계를 정확하게 모델링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 기존의 제어 시스템에 대한 단순한 이해가 아닌 자연과

학을 기초로 하여 컴퓨터 과학을 융합한 새로운 융ㆍ복합적 

학문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현실 물리 시스템을 모사 혹은 

재현할 수 있는 고도화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물리 시스템

의 상태 변화를 수학적으로 예측하여 물리 시스템의 동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물리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통합적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목

표이다. CPS는 사물들의 연결 이후 현실 물리 세계에서 수집

된 정보를 사이버 세계에서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현실의 움

직임을 제어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능

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CPS 방식으로 개발 및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형 모듈 식 

연구, 개발 및 테스트 환경 인 테스트 베드를 필요로 한다. 테

스트 환경은 복잡한 시뮬레이션 환경에 적용할 새로운 조선/

해양 기술의 초기 테스트, 검증 및 검증 또는 시연에 적합하

도록 가상에서 물리적인 자료를 테스트 베드에 연결하여 이러

한 기술을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테스

트 베드는 물리적 센서데이터를 백본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미들웨어와 결합된 HLA 기반의 표준화된 공동 시뮬레이

션 환경을 통해 상호 연결된 다양한 가상 및 물리적 구성 요

소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림 1 Test plan with CPS concept

현재 기존의 연구 단위 테스트는 CPS의 기능적 한계를 완

전하게 시험하고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기술 및 

규제 개발 및 승인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적절한 통합 시뮬레

이션 기반 및 물리적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

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계류

삭 시스템은 서비스 수명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상호 연결된 시스템과 외부 서비스, 센서 및 액추에이터를 포

함하는 사용 상황에서 조선/해양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관리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CPS 패러다임은 센서 오류 또는 사이

버 공격에 대해 탄력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 제어 

및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분

산 관리 및 제어 방법론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

며, 또한 CPS 엔지니어링에서는 엔지니어링 단계와 운영 간

의 엄격한 초기 분리가 쉽지가 않다. 대신 모델링, 시뮬레이

션, 검증 및 교정 (Verification & Validation)을 통해 전체 라

이프 사이클을 다루기 위해 설계 및 운영 단계에 대한 통합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전향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시스템 구성을 구성해야 하

며, 테스트 케이스를 적절하게 적용하여 시스템의 최종 평가

를 수행해야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엔지니어링 및 라이프 사

이클 관리는 Model Based System Engineering (MBSE), ISO 

15288에 요약된 대로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의 여러 단계에서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아키텍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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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설계, 검증 및 검증을 모델링하는 공식화된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관련 적용이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계류삭 하중 측정

IoT 개념을 넘어서는 DTS, CPS에서 활용도가 높은 센서 

방식으로 광섬유를 이용한 센서 분야이다. 여타 다른 센서보

다 크기가 작고 많은 센서를 집적화가 가능하며, 광섬유를 설

치한 구간을 이용하여 많은 센서로 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 있

다. 광섬유 센서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모든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센서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복잡도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은 온도, 

압력, 변형률, 소음(소리), 진동, 가속도, 경사 등 감도를 높여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탐촉자의 형태로 만들게 된다. 여

기에 센서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응용 분야의 형태에 따라

서 다양한 형태로 설계, 제작, 인증을 진행하게 된다.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관련한 물리량을 측정 및 측정장비에 대한 연

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한다. 광

섬유 센서를 이용하여 극한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센서로 스마트 계류삭을 제작하였

으며, 이를 이용하여 90N까지 시험을 진행하였다. 아래의 사

진은 시험 환경 및 결과를 나타내었다. UTM 장치와 싸이트로

닉에서 개발한 장비와 센서를 이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 Load test for UTM and Smart Mooring 
using Fiber Optic sensor

실험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측정되었다. UTM을 이용

하여 하중을 제어하고, 이에 따른 스마트 계류삭의 광섬유 센

서의 파장값과 길이를 기록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3 Test result of Smart Mooring using Fiber 
Optic sensor

그림 3에서와 같이 스마트 계류삭이 반응하는 하중에 따른 

결과는 사용한 파장영역에서 광섬유 센서의 반응은 선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한 센서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Test of Motion and Mooring load 
measurement for offshore floater in waves

그림 4는 수조에 관련 시험 설비를 구축하여 시험을 진행

하였다. 여기서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계류삭을 제작

하여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조모형 부유체는 반잠수식으로 선

정하고, 1/100 축척비의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파향 및 파주기

에 따른 계류삭의 하중 및 관련 시험 항목을 측정하였다. 

그림 5는 불규칙파 조건의 파도를 생성하여 부유체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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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따른 스마트 계류삭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파장값으로 측

정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Test result of Smart mooring (Irregular 
wave condition) in water basin

이와 같은 특성을 활용하여 실규모의 계류삭을 제작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광섬유 센서 측정장비를 통해 계류삭의 

하중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으며, 하중 시험장치에 결속하여 

인장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6 UTM load Test Setup of Smart Mooring 
using fiber optic sensor

그림 6에서 보는 결과와 같이 광섬유 센서가 계류삭과 일

체화를 하였으며, UTM을 이용하여 최대 100톤의 인장 하중을 

발생시켜 이 때에 발생하는 결과를 취득하였다. 측정된 결과

는 아래의 그림 7과 같이 측정되었다. 관련 시험을 진행이 선

급의 입회하에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정적 인장 하중 및 피로 

시험을 진행하여 스마트 계류삭의 하중 신호를 검출하였다.

그림 7은 광섬유 센서가 인입된 스마트 계류삭을 이용하여 

100톤의 하중을 10단계로 나눠 시험을 진행하였다. 센서의 응

그림 7 UTM load Test result of Smart Mooring 
using fiber optic sensor (Maximum 100 ton/ 10 ton 

steps)

답은 하중에 따라 선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하중 

유지 상태에서도 센서의 응답은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또한 

하중 증가에 대해서도 센서 응답은 동일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0 톤까지 증가된 하중은 증가형태를 나

타내고, 하중을 제거시 센서에서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전기식 방식의 로드셀 

형태의 센서와는 다르게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계류삭에 전

달된 하중에 의한 감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외부의 대

전력의 전기에 의한 영향이 없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4차 산업혁명과 이를 기술적으로 접근하

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계류삭 시스템에 주요 부분인 계류삭의 

하중 기능 구현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요구조건에 맞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조선 해양산

업에 있어서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

는 센싱 기술에 대해서 광섬유 센싱 방식에 대하여 그동안 싸

이트로닉사가 연구한 일부 내용을 소개하였다. 관련한 후속 

연구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후 기 

 이 성과 중 개발은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P0004247,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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